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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비노티에 그랜드 컴플리케이션 “오너먼트 Ornementale” 

캐비노티에 그랜드 컴플리케이션 “크로커다일 Crocodile” 

• 예술 공예로 완성된 다양한 시계학적 컴플리케이션  

•  그랜드 컴플리케이션 칼리버 탑재 

• 트윈 다이얼로 각각 16개, 15개 컴플리케이션 표기 (미닛 리피터, 투르비용, 퍼페추얼 캘린더, 

균시차 포함) 

• 전체 핸드-인그레이빙으로 마감된 18K 골드 케이스 

• 유니크 피스 

  

 
바쉐론 콘스탄틴은 독보적 타임피스를 선보이는 캐비노티에 컬렉션에 두 가지 새로운 걸작을 선보인다. 이 두 개의 

독창적 모델들은 예술적 인그레이빙의 아름다움과 파인 워치메이킹의 가장 까다로운 컴플리케이션을 담아냈다. 

소형화 작업과 뛰어난 수작업 기술은 두 가지 매뉴얼-와인딩 칼리버에 적용되었으며 다이얼 앞 뒤 양면을 통해 각각 

15 개, 16 개의 컴플리케이션을 표기한다. 그랜드 컴플리케이션 “오너먼트”와 그랜드 컴플리케이션 “크로커다일”의 

트윈 다이얼은 각각 짙은 보라빛과 그레이 색상으로 마감되었으며, 케이스는 빅토리아풍의 장식과 크로커다일 

패턴으로 마감되었다. 우아한 앨리게이터 레더 스트랩에는 핀버클이 장착되었으며, 핀버클 또한 고풍스러운 

타임피스의 피니싱 처리와 동일한 테마로 인그레이빙 되었다. 또한 고급스러운 마카사르 에보니 우드 와인더 박스가 

함께 제공된다. 

두 가지 유니크 피스들은 독창적 무브먼트와 케이스로 구성되었으며, 지난 2005 년 바쉐론 콘스탄틴 설립 250 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출시된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손목시계 투르 드 릴 Tour de l’Île 로부터 영감을 받아 탄생하였다. 다이얼 



 

앞 뒤 면을 통해 각각 16 개, 15 개의 컴플리케이션을 지닌 두 가지 걸작은 타임피스라는 작은 공간에서 놀라운 예술 

공예 기법을 통해 풍부한 컴플리케이션을 결합하는 바쉐론 콘스탄틴의 전문성을 다시 한번 입증한다.  

 

이 두 가지 새로운 모델들은 오뜨 오롤로제리를위한 특별 부서인 ‘캐비노티에’ 부서의 작업으로 탄생하였다. 이 부서는 

명망 높은 클라이언트 들을 위해 단 하나밖에 없는 시계를 제작했던 제네바의 워치메이킹 장인 ‘캐비노티에’의 정신을 

영속시킨다.  그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이 타임피스들은 숙련된 장인들의 노하우, 전문성, 독보적 창의성의 

철학을 담아낸다. 더불어, 최고의 품질의 타임피스에만 부여되는 제네바 홀마크를 획득하였다. 

16 개, 15 개의 컴플리케이션을 구동하는 무브먼트 

두 가지 유니크 피스를 구동하는 매뉴얼-와인딩 칼리버는 시계공학과 소형화 기술의 위대한 업적이라 할 수 있으며, 

대부분 천문학적 기능으로 이루어진 16 개 혹은 15 개의 컴플리케이션을 작동시킨다. 첫 번째 다이얼(앞면)은 시와 분 

외에도 11 개의 기능을 표기한다: 미닛 리피터, 균시차, 투르비용, 퍼페추얼 캘린더, 날짜, 요일, 월, 윤년, 파워리저브, 

일몰시간, 일출시간. 또한 캐비노티에 그랜드 컴플리케이션 오너먼트는 스트라이킹 메커니즘의 토크(미닛리피터의 

파워 리저브) 표기창을 추가로 지녔다. 두 번째 다이얼(뒷면)은 매혹적인 천문학적 컴플리케이션들으로 구성되었다: 

천체도, 춘분, 동지, 항성시, 항성분, 월령, 계절, 별자리. 

다이얼의 앞면에는 다양한 주요 컴플리케이션들이 또렷하고 명료하게 표현되었다. 우수한 기술력으로 구현된 미닛 

리피터는 1시간, 15분, 1분 단위로 시간을 알려주며 구심조속기가 장착되어 일정한 속도로 타종 할 수 있게 도와준다. 

또한 완벽하게 소음을 제거하고 지나친 작동을 방지하여 멜로디와 또렷한 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한다. 바쉐론 

콘스탄틴의 기술력을 보여주는 시그니처 요소인 투르비용은 메종의 엠블럼인 말테 크로스 형태의 캐리지 안에 

담았다. 투르비용은 1 분당 한 번씩 회전하여 중력으로부터 발생하는 오차로부터 무브먼트의 정확도를 지키며, 

스몰세컨즈를 표기한다. 또한 퍼페추얼 캘린더는 400 년동안 조정이 필요 없는 그레고리 캘린더를 담아냈다. 균시차 

기능은 태양시와 평균 태양시의 차이를 분으로 표시하는데, 이에는 상당한 전문적 기술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개인 맞춤 설정”을 통해 클라이언트가 지정한 지역의 일출, 일몰 시간을 확인 할 수 있다.  

다이얼 뒷면 또한 다채로운 기능들이 배열되었으며 두 개의 층으로 구성되었다. 중앙 디스크는 천체도와 동서남북을 

나타낸다. 남, 북에 위치한 두 개의 개구부를 통해 진태양시에 해당하는 월과 항성시를 알 수 있다. 다이얼 가장자리에 

위치한 작은 핸드는 지난 보름달로부터 몇 일이 지났는지 알려주는 월령을 표기한다. 작은 태양으로 장식 된 길고 

가느다란 핸드는 날짜, 별자리, 계절, 춘분, 동지를 가리킨다. 

바쉐론 콘스탄틴이 제작한 가장 복잡한 무브먼트에 속하는 이 두 개의 칼리버는 58 시간의 파워리저브, 직경 33,90mm, 

12.15mm 의 두께를 지녔다. 그랜드 컴플리케이션 ‘오너먼트’는 839 개의 부품, 그랜드 컴플리케이션 ‘크로커다일’은 

836 개의 부품으로 이루어졌다. 이는 16 개, 15 개의 컴플리케이션을 무브먼트라는 작은 공간으로 통합하여 완벽하게 

작동시키고 두 개의 다이얼에서 최적의 가독성을 이루어낸 진정한 여정의 결과이다. 온전히 바쉐론 콘스탄틴에서 

개발하고 제작한 이 칼리버들은 직경 47mm 케이스에 탑재되었으며, 미닛리피터가 만들어 내는 소리를 최고의 품질로 

전달 할 수 있도록 디자인 되었다. 최적의 성능을 위해 세밀하게 조정된 무브먼트의 구성요소들은 섬세한 핸드 

피니싱으로 처리되었다. 

 
캐비노티에 그랜드 컴플리케이션 “오너먼트”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최상의 타임피스는 골드 소재의 트윈 다이얼을 통해 다양한 기능을 선보이며, 우아한 퍼플 

톤의 다이얼은 선레이 새틴-피니싱 처리로 마감되었다. 다이얼 앞면은 아워마커, 도핀-타입 핸즈, 정교하게 원형으로 



 

장식된 카운터, 섬세하게 제작된 화이트 골드 케이스의 은은한 빛으로 가득하다. 베젤, 케이스밴드, 러그, 핀 버클은 

19세기 빅토리안 건축양식으로부터 영감을 받은 장식 패턴으로 마감되었다. 메종이 일궈온 전통 기술이 반영된 이 

작은 조각품은 여러 가지 형태의 섬세한 라인의 인그레이빙으로 이루어진 파운싱 장식과 얕은 돋을새김 기법이 

결합되었다. 이러한 복잡한 금 세공을 위해서는 150시간 이상의 작업시간이 소요되며, 다양한 종류의 조각칼과 특수한 

도구로 완성 된다. 

 

캐비노티에그랜드 컴플리케이션 “크로커다일” 

각기 다른 사이즈의 악어 두 마리가 장식된 이 타임피스는 압도적인 카리스마를 자아낸다. 돋을새김으로 파충류를 

묘사했으며, 거장의 신중한 손길 아래 진행되는 파운싱 기법과 다양한 형태의 섬세한 인그레이빙 방식으로(매트, 

샌드블라스티드, 브러싱, 폴리싱) 하나의 금속 덩어리는 아름다운 조각품으로 재탄생하였다. 특히 맹수의 강인함을 

나타내기 위해 악어 눈의 언더라인을 표현하는데 몹시 집중하였다. 인그레이빙 장인의 숙련된 손길로 완성된 베젤, 

러그, 케이스의 도트 패턴은 미니어처 마스터피스에 활력과 빛 그리고 대조적인 아름다움을 불어넣는다. 핑크 골드 

케이스에 적용된 장인의 솜씨는 회색 빛 트윈 다이얼의 절제된 우아함과 만나 완벽한 매치를 이룬다. 읽기 쉽고 세련된 

디스플레이는 핑크골드 아워 마커, 나뭇잎 형태의 핸즈와 둥근 패턴의 카운터로 장식되었다. 

 “유니크피스 Pièce Unique”, “캐비노티에Les Cabinotiers”, “AC” (아틀리에 캐피노티에Atelier Cabinotiers) 문구가 

백케이스에 인그레이빙 되어있으며, 두 제품 모두 미시시피 앨리게이터 스트랩에 핸드-인그레이빙으로 마감된 

버클로 장식되었다. 또한 최상의 고급스러움을 자아내는 마카사르 에보니 우드 소재의 와인더 박스와 코렉터 펜, 

확대경이 함께 제공된다. 



 

  

TECHNICAL DATA 
 
 LES CABINOTIERS GRAND COMPLICATION ORNEMENTALE 
 
Reference 80175/000G-B280 

Hallmark of Geneva 
  
Caliber Developed and manufactured by Vacheron Constantin 
 Mechanical, manual-winding 
 33.9 mm (14’’’ ¾) diameter 
 12.15 mm thick 
 Approximately 58 hours of power reserve 
 2.5Hz (18,000 vibrations/hour) 
 839 components 
 42 jewels 
 
Indications Hours, minutes 
 Small second at 6 o’clock on tourbillon carriage 

16 complications:  
1. Minute repeater 
2. Tourbillon 
3-7 Perpetual calendar (date, day of the week, month, leap year)  
8. Power reserve 
9. Equation of time 
10. Sunrise time 
11. Sunset time 
12. Sky chart 
13. Age and phases of the moon 
14. Sidereal hours and minutes 
15. Seasons, zodiac signs 
16. Striking mechanism torque 

 
Setting Hours and minutes adjustment: winding crown (2 positions) 
 Moon phase adjustment: correction push-piece on the case  

Perpetual calendar adjustment: two correction push-pieces on the case  
 Sky chart adjustment: with crown and screwed-down push-piece 

 
Case 18K white gold with bezel, case band, and back-side hand-engraved with 

an ornamental "Victorian" pattern 
 47 mm diameter, 19.10 mm thick 
  
Dials (face & back side) 18K white gold, eggplant sunray satin-finished 
 18K white gold applied hour-markers  
 18K white gold hands  
 
Strap Dark brown Mississippiensis alligator leather, hand-stitched, saddle-

finish, large square scales 



 

  



 

 
Buckle 18K white gold open buckle with ornamental "Victorian" pattern 
 Polished half Maltese cross-shaped 
 
Box Prestige winder box made of Makassar ebony wood 

 
Accessories Delivered with a corrector pen, a magnifying glass  

 
 

Unique timepiece 
«Les Cabinotiers», « Pièce unique », « AC» hallmark engraved on caseback 
 
  



 

TECHNICAL DATA 
 
 LES CABINOTIERS GRAND COMPLICATION CROCODILE 
 
Reference 9700C/001R-B187 
 Hallmark of Geneva 
  
Caliber Developed and manufactured by Vacheron Constantin 
 Mechanical, manual-winding 
 33.9 mm (14’’’ ¾) diameter 
 12.15 mm thick 
 Approximately 58 hours of power reserve 
 2.5Hz (18,000 vibrations/hour) 
 836 components 
 42 jewels 
 
Indications Hours, minutes 
 Small second at 6 o’clock on tourbillon carriage 
 15 complications:  

1. Minute repeater 
2. Tourbillon 
3-7. Perpetual calendar (date, day of the week, month, leap year)  
8. Power reserve 
9. Equation of time 
10. Sunrise time 
11. Sunset time 
12. Sky chart 
13. Age and phases of the moon 
14. Sidereal hours and minutes 
15. Seasons, zodiac signs 

 
Setting Hours and minutes adjustment: winding crown (2 positions) 
 Moon phase adjustment: correction push-piece on the case  

Perpetual calendar adjustment: two correction push-pieces on the case  
 Sky chart adjustment: with crown and screwed-down push-piece 

 
Case 18K 5N pink gold with crocodile pattern hand engraved on the case band 
 47 mm diameter, 19.10 mm thick 
  
Dials (face & back side) 18K 5N pink gold, Slate-colored, opaline  
 18K 5N pink gold applied hour-markers  
 18K 5N pink gold hands  
 
Strap Dark brown Mississippiensis alligator leather, hand-stitched, saddle-

finish, large square scales 
 
Buckle 18K 5N pink gold open buckle with “crocodile pattern” 
 Polished half Maltese cross-shaped 
 



 

Box Prestige winder box made of Makassar ebony wood 
 

Accessories Delivered with a corrector pen, a magnifying glass  
 
 

Unique timepiece 
«Les Cabinotiers», « Pièce unique », « AC» hallmark engraved on caseback 
 
 


